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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를레앙의소녀1412년프랑스

동부의 오를레앙의 농촌에서 태어

난잔느. 열세살의그녀는어느날 국의

지배로 신음하는 조국 프랑스를 해방시키

고오랜전쟁으로고통받는사람들을구원

하라는 목소리를 듣는다. 그것이 신의 목

소리라고굳게믿은잔느는머리를자르고

남자 옷을 입고는 전쟁터로 향한다. 1429

년 5월 8일, 열 아홉 살의 나이로 프랑스

군 를 이끌고 오를레앙의 벌판으로 나아

간 잔느는 국군을 상 로 전투를 벌인

다. 전투에서 승을 거둔 그녀는 오랫동

안 속박받던 오를레앙 지역을 해방시키고

왕위계승권을 빼앗겼던 샤를 7세를 다시

왕위에 등극시킨다. 그러나 이후 파리의

전투에서패배한그녀는1430년 국군에

게 체포되어 감옥에 갇힌다. 감히 신탁을

주장했다는 이유로 그녀는 교회가 주관하

는종교재판에회부되어진다. 과연

그녀가 신의 부름을 받았는가?

1431년그긴재판의과정끝에그

녀는이단자로몰려형장에서타오

르는 장작 불꽃 속에서 사라지고

만다. 

▶구설수 98년 1월 뤽 베송은 <잔

다르크>를 화화하겠다는계획을

발표했다. 그러나뤽베송의<잔다

르크> 계획이발표되자마자곧바로

그는구설수에올랐다. 언제나입버릇처럼잔다르크의전

기 화를 찍겠다고 말해왔던 캐슬린 비 로우는 LA 고등

법원에 뤽 베송에 한 소송서를 제출하 다. 그 내용인

즉, 뤽베송이자신의프로젝트를도용하 다는것이었다. 

이복잡한 이야기의 시작은 92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캐슬린 비 로우는 자신의 화사인‘퍼스트 라이트’에서

숙원이었던 잔 다르크의 일생에 관한 화 <천사의 동행

Company of Angels>의 프로젝트를 10년이 넘게 진행해

오고있었다. 각본을담당한제이콕스와함께자료조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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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폴고띠에의패션쇼와도같았던

SF 화 <제5원소> 이후

2년만에뤽베송이돌아온다. 

거칠게일어나는먼지와

갑옷의기사들위로흔들리는깃발의비주얼만으로도

가슴설레게하는신작<잔다르크>는

15세기프랑스의국민적인 웅

잔다르크의이야기이다. 처음으로느와르나

SF가아닌역사물로옮겨간이유럽의스필버그는

15세기중세의전장터에서어떤이미지를창조해낼것인가? 

잔다르크

mise-en-sc ne   L u c B e s s o n

■감독∙뤽 베송

■각본∙뤽 베송, 앤드류 버킨

■촬 ∙티에리 아르보가스트

■편집∙실비 란드라

■음악∙에릭 세라

■주연∙ 라 조보비치, 존 말코비치, 더스틴 호프만, 

뱅상 카셀, 체키 카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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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그러나 어찌되었건 결과적으로 이 우후죽순

의프로젝트들사이에서살아남은것은뤽베송의<잔

다르크> 뿐이었다.

▶거장들을 우회하여 열 아홉 살의 소녀는 군 를

이끌고전쟁터로나아가 웅이되지만종교재판에

회부되어 이단자로 낙인 찍혀 화형당한다. 죽은지

25년이지난뒤에그녀의명예는회복되었다. 19세

기이후에는프랑스구국의 웅으로칭송되어졌으

며, 1920년에그녀의죽음은로마교회로부터순교

로인정되어성인의칭호를받게된다. 15세기 국

과의100년전쟁을승리로이끈프랑스의국민적인

웅이자 카톨릭의 성자인 잔 다르크는 이미 화

에서 계속해서 다루어졌던 인물이다. 헐리우드는

그 비극적인 죽음에 이끌렸고 칼 드

레이어와로베르브레송은종교재판

을통해인간안에자리한신의모습

에다가갔으며로베르토로셀리니는

유물론적인관점으로말 이만들어

지는그과정에주목하 다. 또한자

끄 리베뜨는 기록되어진 문건들 사

이에서의 재현에 관심을 두었다. 그

러나 뤽 베송은 <잔 다르크>에서 스

펙터클에 주목함으로써 이 수많은

거장들을우회하고자한다. 

▶스펙터클 <에이리언 4>의 CG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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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 프랑스에 들리곤 했던 캐슬린 비 로우는 바로 92년에 프랑스에서 뤽 베송을 만났다.

그녀는그에게잔다르크프로젝트를들려주었고그것을가지고장시간이야기를나누었다.

그리고그후그는캐슬린비 로우에게 화를시작하게되면자신도투자자로참여하겠다

는의견을보내왔다. 드디어96년캐슬린비 로우는모간그리크사와투자계약에들어갔

다. 뤽베송은약속 로제작비의일정부분을투자했고그 신캐스팅자문의권리를갖게

되었다. 그때막<제5원소>를끝낸뤽베송은비 로우에게(그후97년12월결혼식을올

린) 조보비치를강력하게추천하 고비 로우는최종후보로올라온클레어데인즈, 캐슬린

맥코맥과함께 라조보비치를스크린테스트했다. 그러나캐슬린비 로우는잔다르크역

으로캐슬린맥코맥을선택했고뤽베송은끝까지 라조보비치를고집했다. 캐슬린비 로

우가 양보할 기미를 보이지 않자, 얼마 뒤 뤽 베송은 고몽 화사에서 (물론 라 조보비치

를주연으로한) <잔다르크>의제작에들어간다는발표를한다. 

뤽 베송의 <잔 다르크> 제작 발표가 있자 캐슬린 비 로우의 반발을 시작으로 유사한 잔

다르크의프로젝트가여기저기서모습을드러냈다(「버라이어티」는‘전장터에선감독들’이

라는 제목으로 관련 기사를 보도

했다). <게티스버그>의 로날드 맥

스웰은 미라 소르비노를 주연으로

한 <잔 다르크: 처녀 전사>를 진행

하고 있음을 밝혔고, CBS에서는

「잔 다르크」라는 미니시리즈를 준

비하 고 올해 방 하 다(미국

배급을 맡은 콜럼비아는 이 미니

시리즈와의 혼동을 방지하기 위해

급하게 미국 제명을 <신의 사자:

잔다르크의이야기The Messenger: 

The Story of Joan of Arc>로바꾸



트라들의 부상이 속출하

고 촬 은 난항을 겪으며

예상했던일정보다더많은

시간을 잡아먹었다. 뤽 베

송은그의열렬한지지자인

<도베르만>의 얀 쿠넹에게

도움을청했고그는만사를

제쳐두고달려와촬 을도

왔다.  

10월 27일 프랑스에서의

첫개봉을앞두고있는<잔다르크>는촬 에만6개월의시간이걸렸고제작비는36억프랑

을넘어섰으며캐스팅도국적을초월하는초호화명단으로구성되었다. 잔다르크의 라조

보비치를필두로존말코비치는샤를7세, 더스틴호프만은잔다르크를심문하는종교재판

관으로 출연하며 뱅상 카셀, 체키 카리요, 페이 더너웨이, 마티유 카소비츠, 데스몬드 해링

턴, 올가세쿠릭등이가세한다. 그러나재미있게도뤽베송의페르소나인장르노는이 화

가 ‘단순히 아내 라 조보비치를 위한

뤽 베송의 러브스토리’라는 이유로 참여

하지 않았다(하지만 지금 뤽 베송과 라

조보비치는 이혼수속을 밟고 있는 중이

다). 

▶ 웅신화 <잔다르크>는올해남은마지

막 작이 될 것이 분명하다. 헐리우드에

빠져들면서 누벨 이마쥬를 버린 뤽 베송

은 유럽과 헐리우드 그 양쪽의 자양분 사

이에서 잡종교배의 방식으로 자신만의 스

타일을 만들어내었다. 그러나 그것은 언

제나 뤽 베송을 찬반양론에 빠지게 만들

었다는 것을 상기해 볼 때 이러한 기 감

과 불안은 여전히 절반씩 <잔 다르크> 위

에도 드리워지고 있음을 발견한다. <니키

타>가 헐리우드에서 <니나>로 부활하고

<레옹>이 헐리우드 액션 화를 빌어왔던

것처럼<잔다르크>에서는이상하게도<브

래이브하트>와<엑스칼리버>의환 이아

른거린다. 

선과악의전쟁인아마겟돈에서악을물리칠예언속의여전사와신의부름을받고전장으

로달려가 국군을몰아내고조국프랑스를구하는성처녀. 라조보비치는<제5원소>와<

잔다르크>의겹쳐지는이미지를하나로묶어내며<니키타>에서이어지는뤽베송의얼터에

고인 여성전사의 이미지(여기서 레니 할린과 지나 데이비스가 자꾸만 떠오르는 것은 무슨

이유일까?)로완성된다. <제5원소>가마지막묵시록적시간의예언서 다면민족국가프랑

스가 비로소 형성되는 시기의 중

세 신화 <잔다르크>는 아마도 거

기에짝을이루어이예언서의첫

장을장식하게될것이다. 그러니

까 포스트모던의 극단으로 우리

를몰아갔던패션의 화<제5원

소>에이어뤽베송은<잔다르크

>에서 중세의 만화경을 통과하여

신화의 원형으로 다가서는 것은

아닐까? 그렇다면새로운세기가

시작되는 지금 그것은 얼마나 의

미심장한가! 세기말과 새로운

레니엄은 그렇게 맞물려 시작된

다. ▶장훈

맡았던 인력들이 모여 설립한 듀보아가 <잔 다르

크>의 특수효과를 담당하고 있다는 사실은 이러

한 추측에 확신을 더하게 한다. 듀보아에 의하면

여기에 사용된 특수효과는 <브래이브 하트>에서

처럼 전쟁장면에서 군 를 늘리고 잔혹한 검투

장면들을 연출하는데 사용되었다고 한다. <잔 다

르크>의촬 은프랑스와체코에서진행되었으며

(로케이션 장소로 체코가 선택된 것은 그 수많은

엑스트라를 비교적 저렴한 인건비에 동원할 수

있다는 이유 때문이기도 했다). 에 쿠스트리차

의<검은고양이, 흰고양이>를촬 하 고<니키타

> 이후<제5원소>까지뤽베송 화의촬 을전담

하 던티에리아르보가스트는변함없이뤽베송의

신작에 촬 감독으로 합류하 다(그리고 언제나처

럼음악은뤽베송의변함없는친구에릭세라가맡

았다. 에릭세라가뤽베송의이미지에가장적합한

음악들을입혀냈다는사실은의심의여지가없지만

<잔 다르크>는 그에게도 만만치 않은 문제가 될 것

이다. 주로 신서사이저를 사용하는 에릭 세라에게

이번에 던져질 화면은 15세기 서사극이기 때문이

다. 그러나 이것은 또한 SF와

느와르장르만을계속해서만들

어왔던 뤽 베송에게도 똑같이

던져지는질문이다). 

화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될 잔 다르크가 이끄는 프랑스

군과 국군의 전투 장면에는

800명의 기마병들과 1000명의

보병들이 동원되어졌고 16 의

카메라가역동적인장면들을놓

치지 않고 잡아내기 위해 준비

되었으며그중4 는이동차에

얹혀졌다. 시체가 산을 이루는

전투장면의라스트에서는엑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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